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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at the affective side of language leaming contributes in a
significant way to enriching leamers ’ language leaming , this paper aims
to propose the need for integrating a humanistic approach into both
language leaming process and language classroom. Exploring various
benefits of using English literary works as language materials for
promoting

the

humanistic

approach, this

paper

suggests

a

major

paradigmatic shift in the field of TEFL. This shift will usher in a radic머
movement away from ’ traditional approaches' to ' experiential approaches'
through English literature, because it emphasizes process , self-esteem,
social skills , cooperative leaming , dynamic curriculum,
motivation. meaninp; -based activities , and authentic assessment.

1.

intrinsic

중， 고등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
Teachers have to create the right conditions for reading to become a valued part of
everyday student’ s life. (Christine Nuttall 1996; 127)

현재 중，고등학교 전체 교과에서 영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영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입시제도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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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어 학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영어
교육은 전인교육이라는 교육목표에 심각한 부정적
이다. 이런 가정에서 볼 때， 현재
저효율’이라는 질책을 면하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비용，

못하고 있는 영어교육현장에

대한 진지한 반

성과 전망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학교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배
움’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과정으로서

경험하

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감내하면서 학생들이 자
신들의 내적 환경을 황폐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한가지 정답만
을 찾아내기 위해 기능과 기술과 전략을 익히며 자신의

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무의미한 문제들을 풀며
서

유리된 ‘영어회화’를 반복해서

환경도

이미

“비인간화된”

창의성이나 주관성

또한 자신의 삶과 정서에

듣고 암기/모방해야 하는 학생들의

영어교실환경에서

더욱

황폐화되고

있는

내적

것이

다.1)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지적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언
어의 습득이

인식

정서

문화에

대한 성장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

과한 채，2) 학습자를 언어적 성장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의

영어습득

보다는

수험자로

성숙하게 하는

전락시킨

인지적

(cognitive) , 구조주의적 관점의 ‘훈련’ 중심의 영어학습에 그 궁극적인 원인
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인지’와 ‘정의’ (affection;

“ e-motion") 그리 고 ‘형 식 ’과 ‘의 미 ’ ‘자아’와 ‘타자’를 조화시 키 며 학습자의
‘마음’ (mind) 을 그 조화의

중심에

놓는

다시

말해서

성장할 수 있는 영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의 새 로운 패 러 다임 으로서 아동문학

중심이

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영어교육

청 소년문학

‘영미학습자문학’(language learner literature) 을

사람이

리 더 스 (Readers) 를 포함한

활용한

인본주의적

접근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교육현자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을 해결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에 이 논문의 목적

이 있다. 먼저

이런 문제점의 직접적 원인이면서도 학생들이 피해갈 수 없

1) Constantino, Rebecca (1 997) , Tuming the Tide on the Dehumanization of
Language Teaching. TESOL Journal , Vol 7.2: 22-25 참조.
2) L2 습득에 미치는 요소를 인지적(지능， 창의성， 나이)， 정서적(태도， 성격， 동기)
요인， 담론 (discourse) 등등으로 볼 때， 그리고 SLL 이론을 볼 때， 언어적 성장이
란

‘의미’를

Lightbown과

이해하고

창출하고

Spada (1993) ,

교환하는

Mitchell과

능력까지

Myles (1 998)

포함하고

참조.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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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어교육 조건으로서 교과서 중심의 영어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
하여 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험 때문에 밤을 새워서 영어교과서를 읽었다는 경우는 있었지만， 교과서
가 재미있어서 또는 감동적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더
수 없어서 밤을 지새우며

있을까 궁금함을 견딜

영어교과서를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갔다는 이야기

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영어교과서가 너무 재미있고 유익해서 다음 영어시간
이

기다려진다는 영어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라는 평에

매우

못했다. 교과서가 좋다

인색한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어휘에

관한 적정학습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도 없이 수와 종류가 제한된

어휘로 만들어진 교과서
을 만들어

낼 수밖에

배우지 않아야 할 어휘를 내정했기에 어색한 표현

없는 교과서 3) 문어중심인지

구어중심인지도 구별도

안된 채 정해진 기본어휘로 학생들의 홍미와 요구가 배제된 무미건조한 내
용을 꾸린 교과서， 영어권 문화를 익힐 수 있는 문화적 일관성， 다양성， 깊
이가 없는 교과서， 교과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교과활동과 교과구성， 빈약하
고 비실용적인 어휘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고안된"( contrived,
묘사와 설명

일변도의

획일화된 문체와 문형으로 이루어진 교과서， 감정이

입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교과서
불필요한 교과서

non -authentic)

언어의 문맥적 (contextual) 이해가 거의

문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집착으로 인해 여전히 획일화

된 기능중심의 연습과 훈련으로 일관한 교과서
해/응용/판단을 통한 독해를 허용하지
교과서， 양도 많지

논리적/문맥적 예측/분석/이

않는 교과서

않은 교과서，4) 텍스트에

화， 다 읽고도 추천하거나 간직하고 싶지

특성과 전문성을 잃은

대한 매력을 더 상실시키는 삽

않은 교과서， 이런 교과서에 실린

12-167R 의 짧은 글을 일년 동안이나 읽으면서 그에 따른 ‘획일화된’ 연습문
제(약

24

루면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와 문법과 회화， 사전식 번역， 듣기를 다
때로

고고학，

지리，

생태，

역사，

환경

경제

분야의

“토막

글 "(fragmented texts) 로 구성된 지식과 정보 위주의 보충교재 문제를 풀면

서， 또 억지로 숙제를 하면서， 학생들은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 합쳐서

6

년 동안 영어 ‘지식’을 공부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질문과 대

3) 중등영어교과서의 문제점 중 어휘에 관한 것은 대구교육대 김영숙 교수가 최근
(98년 봄호) 초등영어교육지에 발표한 글에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다.

4)

글자의 크기， 자평， 자간을 일반적인 영문 텍스트의 예로 변환시키고 화보와 연습
문제를 빼고 나면 교과서의 양은 실제 20-30쪽 분량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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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의

정확성만 강조하여 ‘말’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켜

말하고 싶지

도 않게 하며， 여전히 어휘와 문형을 제한한 채 문법적 정확성을 강요하고
있고， 학생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면서도 교과의 주제， 소재， 활동은 내용중심

(content-based)

접근이 배제되어있는 교과서를 놓고 부자연스런( unnatural)

“영어교육”을 한다. 교실을 제외하곤 영어에
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문제는

(Freire) 가 말하는 “인간의

가 되어야 한다면

심각하다.

대한 자극이 거의

모든

교육이

자유로움을 실현하는 행위 "(a

없는 EFL상

궁극적으로

프레리

liberating praxis)

영어교육도 영어학습자를 비인간화시키는 (시험)기술/전

략 중심의 펀협성에서 벗어나 언어적 성장은 물론이고 인지적， 정서적， 문화
적

성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유기적인 "(organical)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지나치게 이상적일까?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

험(텍스트， 교실 환경， 교과활동과 교수법에 대하여)을 갖고 있으나 ‘정복되
지

않는’ 영어를 정복해야만 하기에

지속적으로 그런 경험을 감내하고

다 .5) 인지적 언어 능력만을 요구하는 각종 시험(성적

정적

있

입시)이 야기 시킨 부

‘역작용’ (backwash) 으로， 경험했던 모든 영어교육이

구조주의적， 기능

적， 기술적 관점에서만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의미 없고 따분하고 전혀 감
동을 주지

못하는 텍스트

그래서

어쩔 수 없기에

읽으면서도 자신의 삶과

자아를 황폐화시키는 그런 텍스트를 읽고 실제 삶 (real life) 과 유리된 “인위

적 교실 환경 "(Littlewood，

p. 178) 에서 어휘와 문법을 외우고， 자신의 가치

나 감정， 느낌， 생각， 또는 판단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비상용’ (survival) 회
화를 또한 외우고

너무나 예측 가능한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영어회

화’를 들으며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와 ‘사실’ 일색의 짧은 지문을 탐색하며

주제어， 문맥， 순서(연결사 찾기， 앞 뒤 내용 찾기 등)， 내용(대명사， 지시어
파악하기 등)을 파악하는 기술과 전략을 익히게 된다 (어떤 경우는 지문을
읽지도 않고 문제와 보기만으로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

실은 자신이 소속하고 싶은 “배움의 공동체"(learning community) 로서가 아
니라 재단 (judgement) 과 비평 (critical remarks) 이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심리
적으로 억압된 장소로 전락했고

5)

학습자들은 자신만의 고립된 공간에서

본 논문의 제 2-3 장 그리고 결론의 일부는

익

r 영미문학교육」 제 3호 (999) 에 게재

된 “영문학， 자아성찰， 영어습득: 인본주의적 접근”이라는 필자의 글을 보완， 수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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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의미를 나

누고 차이점을 발견하는 ‘상호활동’(interactions) 보다는 질시/경쟁/무관심으
로 특징 지워지는 개인주의적 수험자로 전락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더

불어

교사는 안내 자/교육자 (guider， facilitator) 로서 가 아니 라， 강사로， 성 적

감독관/관리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6) 전인적 관계를 맺을 수 없게끔

된 이런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불만과 교사 자신들이 그러한 학생들과
또 자기 자신의 교육에 대한 회의에서 오는 낮은 자긍심은 영어수업을 재미
있고， 즐길 수 있고， 가치

있고，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서로에게 유익한 학

습공동체와는 거리가 먼， 골치 아프고 따분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고， 증오스

럽고， 어렵고， 긴장을 조성하는 억엽적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악순환을 되풀
이하고 있다. 이런 경험이 다른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교육적

인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인재를 양성한다는 영어교육의

기능적， 기술적， 전략적

목표에

21 세기 세계화와 국제화를 이끌어 갈
부응하기

위해

구조주의적， 인지적，

관점과 훈련， 연습， 학습， 정보 중심의

영어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의 영어습득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
한 것이다. 최근 Amold가 편집한

Affect in Language

Learning(1999) 이라

는 책에서 제시한 인본주의적 접근이 이 논의에 매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So humanistic exercises deal with enhancing self-esteem, becoming
aware of one ’ s strengths , seeing the good in others , gaining insights
into oneself, developing closer and more satisfying relationships ,
becoming conscious of one' s feelings and values and having a
positive outlook on life. All of these outcomes are highly relevant to
leaming , for the better students feel about themselves and others ,
the more likely they are to achieve. (Moskowitz , p. 178)
영어습득에 있어서의 다양한 인문주의적 연구 결과가 제시하듯 (Moskowitz ，

6) Underhill

(1 999) 은 “강의， 교수

촉진자 "Oecturer，

teacher,

facilitator) 를 구별하면

서， 촉진자로서의 교육자만이 학습자의 내적， 심리적 환경과 학습과정을 고려하면
서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배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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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180-88) ,

이러한 접근은 영어교실을 보다 효율적이면서 매력적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인간적이며 자연스런 환경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암시하고 았다:

. while conversing in the target language students can share their
their ambitions; their experiences ,

hopes and dreams and

memories , desires; their interests , values , and insights; their feelings ,
strengths and much more. . . . In such ways , self-esteem flourishes
and grows. (Moskowitz , p. 178)
결국， 인문주의적 관점을 통한 타인과 자아의 발견과 성찰이 어떻게 영어
습득에 효율적인 역할을 하며 어떤 텍스트
한 논의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에

어떤 교과과정과 교수법이 이러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에

관해

본

발표자의 관심은 영문학 작품을 활용한 영어습득에 두고 있다.

11.

담화 (Discourse) 와 인본주의 적 접 근의 펠요생

사회언어학자들은 의사소통의 주된 목적을 가치관， 관점， 태도， 정서의 관
점에서 영미문화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을 이해·경험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사회와 문화가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
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문법적으로 의미

는 표현행위를 넘어

있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

특정한 ‘담화상황’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의미’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화용론적

능

력’ (pragmatic competence) ,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믿음， 감정， 태도 또
는 행동까지 바꾸게 할 수 있는 ‘담화 능력’ (discourse competence) 을 요구

하고 있다기 어느 정도의 문법적 지식과 어휘능력 그리고 실용적 회화능력
을 지녔다 하여도 ‘실제적인’ 회화나 작문에서 표층적 정보전달 수준에 머
7)

Scarcella와

Oxford (1 992) 가

분류한

네

종류의

의사소통

능력 (grammatical，

sociolinguistic, discourse , and strategic competence) 과 다른 의 미 로 이 용어 를
쓰고 있다: Scarcella , R and R. Oxford , The Tapestry 01 Language Learning:
The lndividual in the Communicative Classroom (Boston: Hein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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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회와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내재한 “일련의 해석 가셜 "(sets
한 심층적

of interpretive assumptions;

이해와， 이러한 해석들이

결여된 탓이다 (C따ter，

Fish) 에 대

근거하고 있는 문화적， 담론적

1997, p. 112).

경험이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어

단어와 문장을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의 충돌， 즉 그 문화를
이루고 있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가치관， 그리고 “어떤 해석

인한

인식 에

interpretive

관한 규 범 "( the

공동체가 공

norms. of sense-making authorized by an

community) 을 경험·적용하고 이해하며 (Carter，

1997, p. 113)

그

것을 ‘주관적이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재창출’ 하는 것을 의미하
므로 (Hirsch) ， 문화적

담론에

대한 ‘충실한’ ‘경험’이

없는 구조주의적， 기능

적， 전략적， 임무달성형 언어숙달 만으로는 자기의 목소리를 버리고 남의 말
만 흉내내는 ‘앵무새’를 양산할 뿐이다. 왜냐하면， 말은 이미 그것을 듣고 이

해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표현하는 ‘의미’가

language

but

없기

are

때문이다: “ Meanings

produced

language]" (C빠er， 1997, p. 117).

through

are not in the text or in
language

[by

users

of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의미’의 사회적 구성

을 담화이론에 따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관점의

영어습득이 필요함

을 깨닫게 된다:

Meanings and values are not the

propeπy

of a unique individual but

are produced in a communicative struggle and interaction in actual ,
ideologically determined and politically motivated time. (Carter, 1997, p.
120).
1) 영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을 한다’는 가장 근원적인 사
실， 또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의미’를 교환/타협한다는 사실，

2) 어떠한 영어교수법과 교재가 활용되더라도 실제적으로 학습자의 경험과
“정의 "(affect)-- 정서
된다는 사실， 그리고

습자의

기분

3)

태도--가 학습행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교사·학생·텍스트 사이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학

문화적 “사고 능력" (thinking skills) 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의미의

궁극적 소비자며 생산자인 학습자의 “자아" (self) 가 중요하며， 이 자아가 영
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통해 다른 자아와 서로 느끼고， 나누고， 변화

외국어교육연구 제 2 집

98

시키는 과정 속에서 영어 입력(input)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영

어교육에서 간과되어 왔다. 오히려 ‘학습’과 ‘훈련’을 축으로 한 ‘정보 교환’
일색의 비상용， 실용적( utilitarian) 시험대비용 영어학습이 강조되면서 ‘영어’
라는 구속복 (strait-j acket) 에 학습자를 밀어 넣는 “객관적
어 교수법 "(objective &
고 있었던 것이다

인지적 관점의 언

cognitive sides of language teaching) 만이 강요되

(Amold 1-7).

키는 구조주의적 훈련의

체력단련을 통해 근력이나 주력을 강화시

관점으로 언어가 습득될 수 있다면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이 영
어습득에

최근에

‘회칠한 무텀’이

되어

“의사소통접근법”이

법’ (semi-

communicative

왔다는 것은 이미

‘신약’처럼

처방되고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있으나 ‘준-의사소통접근

approach) 에 머무르고 있어 기실은 주석으로 금을

만들려는 “연금술 "(alchemy) 에 불과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Stevick，

p.

43). 영어학습자들은 ‘인위적인’ 언어 활동이라는 환경에서 사회적 의미의
언어를 습득하기보다는 일련의

질문과

대답에

(task-oriented)

있어서의

단어와 문장을 숙지할 뿐이며， 모든 활동도

정확성만

강조하는 편협하고 통제된

또는 구조 중심적 (form-focused) 활동이며

임무달성형

그것도 음식주

문， 호텔예약 등 시율레이션에 또는 가상현실에 의존한 리허설이 주로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Rinvolucri , pp. 195-96).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어떤 내적

충동이 일어나는 교실환경도 아니기에 말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미래의 불
안한 상황을 가정하면 지금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허한’ 말을 지껄이는

영어회화가 즐거울 리 없다. 그 ‘공허한’ 말도 자연적인 영어환경과 달리
미

레퍼토리에 다 있는 것이기에

예측가능하며， 모험도 위험도 돌발적인 상

황도 없이 모든 것이 ‘암기’와 ‘모방’으로써 극복되어

실에서

이

이루어지는 지루한 내용이나 소재

질 수 있는 맥빠진 현

일변이다.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영어사용이 아님은 학습자도 이미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활동은 상대방

을 자신이

발화한 문장을 받아주는 물리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면서 오히려

의사소통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시키고 있다:

. Take , for example , a role-play in which leamers are expected to
imagine they are in no particular train station speaking about
departure times for imaginary trains going to arbitrary destinations.
This is real and meaningful use only in the sense that the pic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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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volucri , p. 197)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들을 언어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영어를 배우면
서도 언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통제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구조주의적 관

점의

영어교육 때문이다. 구조

전략

기술에는 마음이 설자리가 없다. 오로

지 암기와 모방만이 허락될 뿐이다. 그곳엔 자아도， 비평도， 정서도， 의미도，
상호작용도， 타인의 삶도， 도전도， 나의 자아와 타자와의

만남도 없다. 각본

에

따른 꼭두각시놀이일 뿐이다. 영어를 말하면서도 스스로가 영어의 주인

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열등감과 두려움

더욱이， 궁극적으로 “ what

is to be

좌절감

저주만이

싹틀 뿐이다.

communicated" 는 바로 ‘의미’인데 바로

이 ‘의미’의 생산·교환·타협에 관한 교수법
에서는 매우 표피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교재

교과과정이 의사소통접근법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서， 기억，

욕망， 자긍심， 희망， 꿈， 관심， 정체성， 자아， 존재， 분노(두려움， 의기소침， 절
망)， 소속감(안정감， 공동체 의식)， 창의성， 심미적
전성， 자율， 내적

동기(태도，

경험， 감정이입， 상상， 도

기대감)， 즐거움(쾌락， 카타르시스， 유의미성)，

삶， 인생의 목적， 휴머니즘， 소외， 믿음 등 영어를 통한 의미작용이 이루어지
며 그 행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내적 영역에 대한 참된 이
해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능적 의미에서의 ‘영어’를 가르치
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 (a

학습을 “의미

whole

person) 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있고 타당한 (meaningful &

relevant)" 것으로 만드는 (Amold

& Brown , p. 7) “교육”으로서의 영어를 가르친다는 영어교육철학이 이러한
교수법에는 깊이 이해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It has been acknowledged that if we want to be more successful

with our teaching we need to turn our attention to what goes on in the
student' s minds and hearts when they are or are not learning.
(Puchta, p. 낌6)
불행하게도

영어교육에

있어서

학습목표를 자아성장과

병행하는 교과로，

즉 자아성장에 대한 경험을 영어습득의 근원적인 자원 (resource) 으로 삼으라
는 이런 주장이 현실적으로 매우 ‘이상적’으로만 들렬 뿐 아니라 이런 주장

에 회의적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영어교육의 인본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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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런 주장이 영어습득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영문학 작품을 활용한 영어습득이 가지

는 이점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영문

학을 읽는다는 것은 ‘영어’를 읽는 것 이상의

행위， 즉 인간과 세계， 자아와

현실에 대한 비평적·창의적·섬미적 탐색과 이해(경험)를 통해 자아발견， 자아

성찰，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아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한 장르이기 때문
이다. Amold 와 Brown 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우리의

영어교육계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새로운 영어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Ehrman (1 998: 102) states that ’ it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that the purpose of classroom leaming is not only to convey content
information. ’ In this context, Stevick (1 998:166) speaks of bringing to
language teaching a concem for ’ deeper aims ,’ for 'pursuing new
"life goals ," not just for reaching certain "language goals". ’ As we
teach the language , we can also educate leamers to live more
satisfying lives and to be responsible members of society.

(Amold

& Brown, p. 3)
Amold 의 주장에서 “ As

we teach ... "라는

구문을 공시간 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싶다. ‘언어 목표’와 ‘삶의 목적’은 서로의 자양분이면 받침
대이기

때문이다. 영어습득과

‘훈련’이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영어습득에

대한 인본주의적 (humanistic) 접근을 시도한 영어교육이 섬미적 자극， 창의
성， 상상력， 자율성， 비평적
오히려

영어습득에

인식

능력， 자아 성장을 위한 교과활동을 통해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영미학습자문학을 활용한 영어습득은 이러한 새로운 영어교육 패러다임--인
지적 관점의

영어학습과 정의적 관점의 영어습득을 통합하고 있으므로--과

부합하며 보다 인간화된(수 dehumanizing) 인문주의적 관점의 영어교육 설현
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 .

the affective side of leaming

is not in opposition to the cognitive side. When both are used together ,
the leaming process can be constructed on a firmer foundation" (Amold
& Brown , p. 1). 사실， “가장 효과적인 교수방법이나 효율적인 교재도 비록
쓸모가 없지는 않지만 언어학습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정적인

정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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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향으로 인해 적합하지
이기

때 문에

& Brown ,

않게 되는 것 "(Amold

“ 정 보(information) 와

[의 미 의 ]

생성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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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흔한 일

(formation)" 이 (Amold &

Brown , p. 5)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영미학습자문학을 통한 영어습득이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1. EFL
특정

상황에 서 영 미 학습자문학의 효율성

분야(경영，

Specific
년대에

법학， 의학 등)의

기술적·기능적

영어 (ESP，

English for

Purposes) 와 작문보다 실용적 회화능력이 강조되면서 1960 년대，

70

영어습득에서 펌하되었던 영미문학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TEFL에

서 새롭게 평가되었고 (C따ter，
분석 "(discourse

analysis) ,

language leaming) ,
습’ (collaborati ve

1991 , p. 1) ,

“화용론적

“다독 "(extensive

능력”，

“영어학습과

reading) ,

정의 "(affect

in

‘창의 성 과 영 어 습득，’ ‘협 동학

leaming) , 영어습득에 대한 인문주의적 연구와 더불어 그

효율성과 교육적 (pedagogical) 이점에
지고 있다

1990년대에는 “내용 중심”， “담론

대한 연구와 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Brumfit , Carter, Duff, McRae, Nash , Cook , McCarthy , Maley ,

Widdowson , Long ,

TESOL

Slater, Lazar, Amold ,

Document, JFLS , etc.

맨 뒷장의

References

참고). 현장에서

관점에서 쓰인 교재를 사용한 영어교육자들은 단순히
을 ‘연습’ 하거나 숙어와 특정

Ql따rterly ，

어법 (registers) 에

ELT

구조주의적

표현법이나 의사소통

집착된 전통적

영어교육을

넘어서는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과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영어사용 그리고 학
습 동기유발과 협동학습을 장려하는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특히

‘의미생산’ (making

meaning)

품이

사실

내용 "(fragmentation

“자투리

1996, p. 184)
료라는

것을

(acquisition) 의

8) Rees

된

중심의

영어습득을 장려하면서

of

content) 이

의미의 총체적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
깨닫고

있다 .8)

중요성 이

또한

의식적인

영어습득에

영문학작

아니라 (Brumfit，

있어 매우 훌륭한 자

있어서

학습 Oeaming) 보다

무의식적

더

습득

강조되 면서

(1973) 도 비문학 자료는 주로 사실 (facts) 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문학은 사실과 정보가 아닌 삶에 대한 느낌과 정서
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사고

태도를 서로 나누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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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hen 의

가설) ‘전인’ (the

두됨에 따라 (Morgan &

whole

person) 으로서 의

Rinvolucri , p. 1) ,

학습자라는 개념 이

학습자가 텍스트에 담겨진 다양한

경험， 사고， 상황들을 찾아내거나 동일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되며，

자아가

거주하고

있는

세계를

적’ (self-reflective) 행위를 통해

연계하게

텍스트를 자신의

견하게 되는 ‘영문학을 통한 영어습득’에

대

자신의

이러한

자아와

‘자기

성찰

것으로 만드는 기쁨을 발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언어

가 근본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주어진 담론구조에서 표현하는 행위임을 고
려해 보면， 상상력， 창의성， 섬미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기쁨을 발

견하는 것은 영어 감각 (sensing) 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자극과 버팀목이 될

것이r:t( Carter，

1991; Littlewood, 1981; Hansen , 1999). 바람직한 영어습득용

텍스트의 기준으로서， 동기를 유발하고， 교육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것， 의
견과 감정의 표현을 고무시키는 것， 정서적， 지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 목표
문화에 접근을 쉽고 깊게 하는 것， 영미사회의 정치， 역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재미있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것， 학습자의 상호활동을 고무
시키는 것， 다양한 학습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 학습자의 성찰을 고무시
키는 것， 심층적 언어 행위를 이끌 수 있는 것 (Lazar;

Maley; Bassnett)

등등

의 항목은 영미문학이 영어습득에 있어서 제공하는 이점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적합한 EFL 텍스트의

어， 문화， 교육(개인의

기준을 영어습득 면에서

분류해

성장， 교실환경)， 심리(동기， 태도， 창의성， 비평

교과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다음에

소개되듯이

이 영어교육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는 이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Lazar, 1993;

C따ter，

보면 크게

‘언

등)，

영미문학

(Collie , 1987;

1991 , 1997; Aebersold , 1997; Day & Bamford, 1998;

Littlewood , 1996).

1.

언어적 관점

“ Corpus" 언어학의 발달과 더불어 언어학의 연구영역(음소， 음운， 단어 선
택， 문장 구조)이 점차 담론， 장르까지 확대되면서

영문학에 대한 문체론적

접근 (stylistics) 을 넘어서 다양한 담론(나이， 성별， 직업， 학력， 상황， 목적， 시
기， 장소， 환경 등등)과 관련한 언어사용과 그 효과를， 즉 구조로서의 언어와

의미가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iber, 1998; Leech & Short, 1981). “ Corpus" 언어학은 일차적으로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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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 where , why) , 부사구문(if， though , etc.) , 조동사 (can ，
자/타동사(동작， 상태)， 형용사(색깔， 감정， 분위기， 인식，

should , must, etc.) ,
등)， 연결사 (hence，

therefore , however , etc.) ,

구문(관계사， 동명사， 분사， 부

정사 구문， 도치 등) 등등의 사용 회수와 용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며 단어

선택， 문체， 담화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풍부하게 담긴 영문학에 노출됨으로서 효율적으로 영어습득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form , function ,

하고

있다. 또한 언어의

meaning) 를 사회/문화적 문맥 (contexts;

과 사용(language

구조·기능·의미

situations; culture)

in use) 의 관점에서 분석/이해하는 ‘화용론’ ‘담화분석’ 그

리고 ‘사회언어적 영어습득’의 등장과 더불어 이 믿음은 더욱 설득력을 지니

게 되었다 (McCarthy & C따ter，

1997). 영문학 작품은 바로 가장 다양한 담

론을 통해 가장 다양한 문체(나열， 서술， 묘사， 강건， 서간， 연설， 설명， 희화，
과장， 간결， 화려， 역설， 시적

표현， 사투리

등등)와 문형(단순， 복합， 도치，

생략， 장문 등등)， 의미의 구성(직설적， 간접적， 노골적 등등)， 그리고 다채로
운 인물(걸인에서 신까지)과 다양한 상황(가정， 우정， 사랑， 권력， 정의와 같

은 일상적 상황에서 전쟁， 우주， 탐사와 같은 상상적 상황 등등)을 담고 있
는 언어행위가 생생하게

생산되고 있는 구체적인 언어

행위의 보고이기 때

문이다. 실제로 영문학 작품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위해

“ authentic" 한 언어사용의
주장，

설득，

서술，

용례(어휘， 문형)와 담화(설명， 직설， 은유， 상설，

암시，

language)"(McCarthy , p. 9)
된” 상황이

쓰인

등등)를

통해

“언어를

가지고 (doing

with

어떻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추“인위적으로 고안

아닌) 적절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junctionally) “의미”를 전달/

교환/입 력 하는

“의 사소통

기 능 "(communicative function) 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Cater는 현대 영어에

구가 그 중심에

하고

있는가를

대한 연구는 문학 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

the study 01 modern
English language must recognize that the study 01 literature is central ,"
[for] “ [L]iterary texts would thus be seen as continuous with other kinds
of texts .... “ (C따ter， 1997, p. 17).
그러나 이런 주장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영문학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학을 난해한 것으로 그래서 영어습득

에 부적절한 것으로 만든다는 문학언어의 심미적 사용은 일반언어의 용례와
다르다는 시각은 매우 과장되고 상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9) 소위， 영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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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문학(l anguage learners literature) 중 하나인 영미아동문학， 영미청소년
문학， 리더스 등등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구어적/관용적 표현이 풍
부하며， 그 밖의 다른 많은 예에서 볼 수 있듯， 문학에서 쓰이는 어휘나 문
형의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쓰일 뿐 아니라 (Bassnett， pp.

6-8) ,

그 구별이 매

우 애매한 경우가 허다하고 (오히려 대중잡지， 광고， 농담， 과장， 암시， 외교

적 수사， 만화， 카툰， 관용어， 연설문과 신문 등의 저널에 쓰인 제목과 내용
은 매우 비유적인 경우가 더 많다)， 설사 “문학적” 언어사용이
어사용 용례로부터

일반적인 언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영어습득에

있어서

유용성을 잃고 있다고 주창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Widdowson 의
지적대로 문법적

정형에서

벗어난 문형도 의미론적으로 (semantically) 이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한 기능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말”을 분석
해 본 결과 “형식”보다는 “의미”의

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pp.

전달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7-26). 요즈음의 의사소통 접근방법에서 주창

하는 “실용적 접근법 "(functiona1 approach) 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

을 영미문학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유일하게 문학적이라
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언어사용의 종류는 없다”는 Fowler의 주장
을 인용하면서， 10) Cater 또한 언어와 문학 모두가 특정한 사회/문화적 상황
에서 “텍스트 Ctexts)" 로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그 둘을 ‘담화’ (discourse) ， 즉

사회적/문화적/정치적/제도적

현실의

제약을

받는

언어행위로

보고

있다

(Cater , 1997, pp. 111-122): “ Discourse is about interaction and exchange;

9)

문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언어적 난해함” “길이” “문화적 차이” “참고범위의
광대함” “인식적 난해함” “선입견” “무관심” “수준에 맞지 않은 텍스트 선택” “문

학적 재능의 결여” “무지함” 등등 여러 요인들이 있으며 이 요인들은 서로 복합
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Maley 7-9

참조). EFL;ESL용 영미학습자문학은 경우가

다르다.

10) Some of the varieties used in the constitution of a specific ’ literary ’ text may
tend to occur regular1 y in some, but not al1, other 'literary' texts but they
are not restricted to literarγ texts (rhyme and a l1 iteration are found in
advertisement); and 'literary' texts also draw upon patterns which tend to
occur 'non-literary' texts (conversation, news report). This stylistic
overlapping and the absence of any necessaηT and sufficient linguistic
criterion for the 'literary ’ text , is well known though often ignored. (Fowler,
1981: 21; qtd. in Carter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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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eople and institutions; about power, status and control 끼Birch.
1996, p. 65; qtd. in Carter, p.

12이. 이런 점에서 다른 언어행위와 같이 문

학적 언어도 그것이 배태된 현실 속에서 특정한 의미 효과를 생산하려는 의
도 때문에

의미론적

애매성 (semantic ambiguity) 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실제 그것이 사용된 문맥에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기능 하므로 영어의
‘화용적

사용’ (pragmatic

use) 의

예를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Sperber & Wilson , 1995).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화용적 능력의 개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고정된 해석"( the

강조하며

“담화와 텍스트를 혼동”한 영어교재가 심각한 문제임을 Cater는

지적하고 있다 (p.

single

interpretation) 만을

다양한 문맥적 의미 생성 활동을 활용하면서 영미문

119).

학 작품을 많이 읽으면 어휘와 독해능력 뿐 아니라 구체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는 언어행위를 ‘경험’하고 즐기기 때문에 쓰기와 말하기에도 매우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Day

2.

& Bamford).

문화적 관점

영미문학작품이

인물들의 사상， 감정， 관습， 소유물， 관계， 가치관， 태도를

통해 그들이 사고， 믿고， 두려워하고， 즐기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

고 숨기고 행동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줌으로서 간접적으로 그러나 효율
적으로

목표문화인

영미사회에

갖게 한다는 것은 이미

리고 이러한 경험이

대한

잘 알려져

문화와

주관적/상상적/창의적/문화적

경험을

있다

(Lazar, pp. 16-17; Collie , p. 4). 그
연계된 (culture- bound) 의미를 이해하는 “문화

적 사고 "(cultural thinking) 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케냐의

영어교사 Ngugi 는 그의 논문 “ Literature

품은 영국의

“문화적

있다.

Schools" 에서

영문학작

제국주의 "(cultural imperialism) 로 기능하며

영문학에

in

내재된 가치관， 태도， 관습， 표현법， 등의 문화적 총체성을 통해 케냐의 식민
지화를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그의 주장을 역으로 읽

게 되면， 영미문학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잠재력을 알 수 있다. 언어
의 사용과 생산도 문화활동이라고 할 때， 영미문학작품을 통한 영어습득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이

영어를 통한 정보의 교환을 의

미하기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느낌， 감정， 정서， 가치， 사

상， 취향， 뉘앙스 등등을 이해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암시하고， 설득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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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고， 즐기고， 무시하고， 반박하고， 나누고， 명시하는 “의미의
한 언어적·비언어적

제

전이”에

관

영역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활동’인 것을 고려해 보

면， 다양한 사건과 상황을 통해 다채로운 인물들간에 구성되는 다양한 담화/
담론(가정， 학교， 우정， 사랑， 슬픔， 만남， 헤어짐， 예의， 도덕， 섹스， 성， 정치，
사회， 문화 등등)의 보고로서의

영미문학이 지닌 가치는 명백해 진다. 또한

다양한 담론과 의미에 연계된 어휘와 문형의 다양한 용례(문장의 기능， 다양

한 구조， 다양한 의미 연결구조， 등등)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
출됨으로서， 그리고 ‘담론 분석’과 비평적/창의적 토론·감상을 통해， 실제적인
읽기 기술(예측， 인과， 비교， 분류， 문제해결 등등)의 적용과 훈련 뿐 아니라，
언어가 어떻게 특정한 담화 내에서 의미의

에

관한 심층적

이해와 경험을 갖게

생산과 소비에

하는 것이다

역할하고 있는가

(Stem; Collie; Maley;

Lazar; McCarthy; Littlewood).
언어행위가

trans-

궁극적으로는

actions) 이 라는 것

문화에

접맥된

관한

상호활동(inter- ，

그리 고 문화화 (acculturation)-- 학습자의 “자아”가

받아들여지는 “목표 문화와의 사회적
습득이

‘의미’에

심리적 통합"의 정도에 따라 언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하면 (Amold，

pp. 21-22)

영문학이

영어습득

에서 지니는 가치는 명백해진다. 성별， 계층， 지역， 관습， 정서， 가치관， 태도，
생활환경

등둥， 표피적

영미문화 현장을 다룬 영어교재들이

법”을 위해 출판되고 있으나， 대체로 영미문화에

“의사소통교수

대한 ‘정보’를 다룰 뿐， 심

미적， 비평적， 인문주의적 관점의 심층적 문화 이해와 창의적 · 인식적 경험
을 통해 ‘영어식 사고 방식’을 도모하기엔 영문학 작품이 지닌 다양성과 깊

이를

따라갈

수가

(autobiography) ,

없다.

기업소설

애정소설

의학소설

가정소설，

전기

SF소설， 추리/섬리 소설 등은 그 소설이 다루고 있는 영역

에서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다양한 어휘와 표현 뿐 아니라 그러한 영역에
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 정서， 편견， 믿음을 총체적으로

흥미 있게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소설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언어와 문
화를 습득하게 된다. 사실 그 어떤 자료도 영미문학이 구현한 다양한 담화

구조와 문화적 총체성과 언어의
영어교육적

현장성을 따라 가지 못한다. 영문학작품의

효율성은 영문학을 활용한 인문주의적

교과활동， 특히

심미적

감상， 주관적 반응， 창작， 소그룹 활동， 자아성찰， 정체성에 대한 문학적 경
험이 영어습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효율성을 보면 전혀 과장된 것이 아
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mold 의 편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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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활동적 관점

1) Intensive Reading

또는 “ Class Readers" 에서

영미문학을 활용한 영어

습득과 활용을 위해 만든 교실활동과 교과 후 활동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
다. 기본적으로는

Oxford Bookworms Series (Black Series, Green SeriesJ
를 위 해 개 발된 0χford Bookworms: Tests 와 Heinemann öll 서 Heinemann
Guided R eaders를 위 해 만든 Worksheets for Heinemann Guided Readers,
나아가서 ELT관련 도서 중 영미문학에 관한 Resource Books for Teachers
는 읽기 능력에 있어서 기본적 기술 (skimming ， scanning , 주제이해， 글의 구
성 이해， 세부사항 숙지， 어휘유추， 등)과 고급능력(유추， 예측， 분석， 비평， 태
도， 장·단점， 등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뿐 아니라 교실과 학습자들을
하나의 “ reading community" 로 만들 수 있는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찬 다

양하고 재미있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소개하고 있다. (뒷장의 참고문헌 참고) :

“ retelling

(reworking ,

mirroring)

stories ,"

"drama

as

speech

act,"

"reshaping poetry ," “ debating ," "complete the sentences ," "true or false ,"
"summ따y

activities ," "jumbled events ," "value judgement worksheets ,"
안natching ，"

"chessboard,"
conversation

writing ,"

"reassessing ,

"thought bubbles ,"

"predictions ,"
"using

authentic

"creative
formats ,"

"grids ," "parallel reading ," "oral summaries," "filling the gaps ," "friendly
persuasion ," "role plays ," "trailers ," "movie maker," "sculping ," "spot the
error,” "press conference," "close tests ," "dramatic adaptations ,"
"improvisations," "Jazz Chant," "creative language learning" 둥둥의 활동들
은

이미

utilitarian

최소

의사소통능력을

넘어선，

즉

갱uperficial ，

English" 보다 “좀더 깊은 영역”의 (Stem ，

survival , shallow,
p. 329) 의사소통 영어능

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교과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거의
영문학 작품들이 CD-Rom 이나 카셀 또는 비디오로 제작되어
양한 스토리

웹사이트에서

모든

있고 또한 다

텍스트와 동영상， 음성， 삽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통한 통합적인 영어습득을 가능한 수업활동이 가능하다.

2) Cooperative Language Learning: 영어는 칸막이 도서실이나 자신의 방
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넘어 타자에
게 이르는 행위 "(the

act of reaching out beyond the self to others) 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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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고 한다(Arnold，

p. 18).

교실환경

내에서의

타자는 동료 (peers) 와

교사이고 이들의 관계가 영어습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교실 환경과 교과

활동을 교사를 포함한 교실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영어문화와 영어

(community) 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Amold，

[ln

a

language

course]

success

techniQues and linguistic analyses ,

depends

less

on

공동체

p. 19):
materials ,

and more on what goes on

inside and between the people in the classroom" (Stevick , 1980, p. 4;
Qtd. in Domyei & Malderez , p. 155).
Domyei , Malderez 와 Crandall 의 연구에 따르자면， 외국어 습득에서 ‘그룹
성원간의 역학’ (group dynamics) 이 학습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상
호활동， 참여와 협동의 질， 학급의 질서와 규율， 교사를 포함한 그룹 구성원
간의

관계， 개인으로서의 성장， 학생중심 수업， 비평적 사고 함양， 학습 동

기， 불안감 해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입력과 생산， 자신감과 만족 동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Domyei，

p.

156;

Crandall , pp.

233-240):

. . leaming is strongly influenced by such group properties as
sσucture，

composition ,

cohesiveness ,

climate ,

norms ,

roles

and

interaction pattems , to name a few" (p. 156).
따라서 어떻게 조화롭고 이상적인 학습자 그룹 Oeaming groups) 을 만들며

어떤 활동이 (교사와 학습자 모두 에게) 학습과 교수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
일 수 있도록 고무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1 1 ) 점

11) Domyei , Malderez와 Crandall는 지 난 수년 간 소 개 된 책 들 (BeBolt 1994, High
1993, Kessler 1992, Sloan 1992, Bennett 1991 , Andrini 1990, Coelho 1980,
Puttnam 1997) 가운 데 “ interaction ," “ coφeration，" “ whole group tasks ,"
“ intergroup competition ," “ common threat"(Domyei & Malderez 160) ,
“thi며</pair/share， " “ Jigsaw," “ roundtable/roundrobin," “ numbered

“ group

investigation"(Crandall

head together,"

229-31) 등의 개략적 활동을 제시하며 그룹의 발

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고 있다: 1.

Spend so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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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을 통한 영어습득 보다는 학생 중심의
수업에서

의미를 교환하고 타협함으로서 사회적

의미의

영어습득을 함양

시키기 위에서 제시한 영문학을 활용한 여러 활동과 다음에

제시하는 자발

적 다독 활동이 이런 논의에 매우 적합하다.

3) Extensive
문학 작품의

Reading에 있어서도 영문학 작품이 가진 흡인력 때문에 영

역할이

매우 크다. 전통적

영어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실용성과 깊이를 지닌 영어습득을 고무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만， 이러한 교재(자료)에 근거한 영문학교육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
니고 있다. 첫째는

이 교재와 교과활동을 통해 많은 양의

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학기에 3-4 권의

영문학작품을 다

영미문학작품을 읽고 언어능력

이 많이 향상되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Students will not become great readers in the L2 from reading one
novel in a course or a few short stories. Their abilities will
strengthen as they read more , read a variety of [li terary] texts , and
intemalize

the

reading

habits

that

we

are

advocating

here.

(Aebersold & Field, p. 153).
실제로 읽기 능력은 읽기를 통해서만 가장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작 읽는 작품의 수와 양은 많지 않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Chris

Moran , 1993 , p. 66; Krashen , 1993, 23). 둘째로， 언어학습자들이 자신들의
관심과 언어능력에 따라 조절/통제할 수 있는 교재나 교실환경이 아니라 강

요된 교 재 와 환 경 이 기 에 ("class readers in which each student reads the

consciously on group process. 2. Use ’ ice-breaker' and ’warmers.' 3.
Promote peer relations. 4. Promote group cohesiveness. 5. Formulate group
norms explicitly. 6. Formulate explicit group gools. 7. Be prepared for the
inevitable or 101ω points in group life. 8. Take the students ’ leajηung very
seriously. 9. Actively encourage student autonomy(Domyei & Malderez
160-68); 1. Prepare learners for cooperative tasks. 2. Assigning learners to
specific and meaningful 따sks. 3. Debriefing learners on their experiences
with cooperative learning. 4. lnvolving learners in evaluating individual and
group contributions (Crandall 24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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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book at the same time in the same class regardless his/her
linguistic competence, interests , and intention" [ Davis , 1995, pp. 330-31]) ,
또한 이러한 교수방법은 “평가”와 “통제 "(guide， controD 를 전제로 하고 있
기에， 학습자들은 영문학작품이 자신들의 기호(필요)와 언어능력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느낄 때， 어떠한 중압감， 저항감， 따분함， 스트레스， 두려움 등
을 지닌 채 영문학작품을 읽게 된다 (Day ，
점들은 이러한 교재와 자료을 사용해서
수

있는

것 이 다.

reading" 의

이

방법

역시

범주 --skimming 과

1998, p. 3).

이로 인한 많은 문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을 상쇄할
readers" 를

“ class

특징 짓 는

주제 찾기， 어휘연습， 해석， 문법

scanmng ,

(문형)， 지문이해， 내용이해--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p. 111 , qtd. in Day , p. 5).
전까지는， 그들이

많은 양의

영문학작품을

“능숙한 독자 "(fluent readers) 나 능숙한 영어사용자

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Palmer, 1921/64,

사실， 아무리 정교하고 훌륭한 교재와 교과활동

과 교수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언어학습자들이
읽기

“ intensive

(Bamford & Day , 1997).

따라， 영어교육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언어학습자 개개인이 “관심，

필요，

언어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보다

“학습자

중

심"(le따ner-centered) 이 된， 그러나 동시에 “가치 있고， 홍미로우면서도 실용
적으로” 영문학작품을 영어습득과 사용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

할 수 있을까하는 데에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

로운 영문학 활용방법은 바로 “영어습득에 관한 보다 근원적 인식” “영어학
습자의

인지적 필요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 “영어학습과 습득에

있어

서의 동기의 중요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 “영문학 텍스트의 성격에 대
한 보다 포괄적

이해” “교과활동과 교재의

영향력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

려” “영어학습자와 교사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특징으

로 하는
다 (Hill ，

"EPER (The Edinburgh Project on Extensive Reading)" 이 되 었
1997; Day & Bamford, 1998). 읽 기 에 대 한 “ holistic" 하고

“ pedagogical" 한 관점에서 출발한 이 다독프로그램은 “자율성과 기대감， 가
치”를 기반으로 학습자들의 언어적 능력과 관심에 따라 읽기 교재를 선택해
서 아무런 제약 없이 스스로 읽고 싶을 때 조금씩 또는 많은 양으로 지속적
으로 읽으면서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증폭시키면서 영어습득에 관한 올바른
습관의

정립

등 여러

영어교육적

효율성을 이루기

임상적

연구결과들은 “다독 프로그램”이

위해

개발되었다. 많은

독해능력(어휘， 문형， 속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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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능력(쓰기， 말하기)과 인지능력(분석， 예측， 판단， 유

추)을， 그리고 문화적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학습자중심” 교과과
정 임을 역 설하고 있다 (Hafiz

& Tudor,

1989; Elley , 1991; ]anopolous , 1989;

Day & Bamford , 1998; Dupuy , 1996; Nash , 1992/3; Nation , 1997) .1 2)

*

Extensive Reading Prograrn: 방 법

“다독”의

일반적 특정은 1) 가능한 방과후 많이

읽는다

2) 다양한 상황에

서 읽기를 고무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화제를 지닌 많은 영문학 중에
서 학생들은 읽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읽으며 원할 때는
읽기를 멈춘다， 3) 읽기의 목적은 즐거움， 정보， 일반적 이해와 연계된 것이
며， 이 목적은 작품의 성격과 학생의 관심에 의해 결정된다， 4) 읽기 그 자
체가 보상이며， 연습문제 같은 것은 없다， 5) 읽기 자료는 어휘와 문법의 면
에서 학생들의 언어능력보다 높지 않은 것이다 6) 읽기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읽는 중에 사전의 사용은 자제한다 7) 읽기는 개별적이고 침묵 속에서

12) “다독”을 통한 영어학습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가 국외에서 행해졌고， 실제 영어
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여러 나라에서 “다독”을 통한 영어수업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미

1910년대 “ abundant

reading" 또는 "book after book" 이라는
명 칭 으로 (Palmer 1917) , 그리 고 이 후 “ supplementary reading" (West 1926) ,
"pleasure reading"(Grabe 1986) 으로 불려지며， 다시 "Book Flood" (Elley 1983 &
1991) , "free voluntary reading"(암ashen 1993) , 심 지 어 “ graded reading" (Waring
1997) 으로 까지 전개된 이 "Extensive reading “은 EPER(The Edinburgh
Project on Extensive Reading) 을 통해 그 개 념 과 목적 , 방법 , 이 론적 근거 를 공
고히 하게 되었다. 말레이지아 (Hill 1997) , 파키스탄 (Hafiz & Tudor 1990) , 피지
(Elley 1981), 탄자니 아， 싱 기 폴 (Elley 1992; Davis 1995) , 홍콩 (Lai 1993) , 대 만

(Nash 1992/3) , 말디브， 카메룬 (Davis 1995) , 일본 (Krashen 1997) , 중국 (Dupuy
1996) , 미 국 (Pitts 1989; Cho 1994; Rodrigo 1995) , 영 국 (Tudor & Hafiz 1989:L1)
에서 ”다독“을 통한 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Davis 1995; Hill 1997; Day &
Bamford 1998 참조) , 최근 일본에서의 ”다독“수업에 대한 연구결과와 논문이 인
터넬을

통해

상세히

소개되기도

http://Iangue.hyper.chubu.ac.jp).
배명선 (1999) ， 삼성고의

하였다:

(The Language Teacher Online:

한국에 서 는 정 의 여 고의 유희 슬(1 998) ， 석 관고의

이수정 (1999) 이

다독이

중등 영어교육(읽기， 쓰기， 창의

성)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그 효율성을 연구했고 그 연구결과를 고려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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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자신의 페이스에 따라， 교실 밖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루어진다
편이다，

단어

9)

8)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읽을 때 읽기 속도는 대게 빠른
단위로 읽지

않고 사고(ideas) 단위로 읽는다，

교사의

10)

역할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하고， 방법을 설명하고， 각 학생
들이

읽은 것을 추적하고， 안내하는 일이다，

model" 로 자리한다，

11) “ skill

을

목표로

길러주는

것을

sustained silent

11)

교사는 독자로서의 “ a

role

development" 보다는 읽기에 관한 좋은 습관

한다，

reading" 을 한다，

12)

교실에서는

“ 20

13) “ skill-based"

min. uninterrupted

평가를 하지 않고 대신

"oral reports ," "reading diaries ," "joumals" 를 쓰게 한다 (Ðay & Bamford
1998; Waring 1997).
이 러 한 프로그 램 을 위 해 서 “ self-access literature
center(room)'’이 필요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조그만 책장이나 바구니

에 학생 수만큼의 책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영어습득에 유용한 영어학습자
문학 목록은 EPER

(The Edinburgh Project for Extensive

제공한 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4)

쓰 7/，

Reading) 에서

(Ðay & Bamford, 1998, pp. 174-218).

말하가 능력: 영문학은 학습자들이 홍미를 가질 수 있는 풍부한

소재 (subject matters) 를 다루고 있으므로 어떤 특정한 목적과 홍미를 갖고
다른 학습자들과 느낌과 생각을 나누는 자연스런 쓰기

있다

(Maley & Mouldina , p. 1).

활동을 고무시킬 수

여러 가지 담화에 따른 창의적인 언어사용

의 예는 언어를 가지고 놀고 (playing

with language)

사용하는 자신감을 불

러일으킬 뿐 아니라 영어로(말과 글을 통해)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
도록 생각과 느낌을 깊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영어를

자연스럽게

language) 의
자연스럽게

창출이

배울

수

있는

실제적

(McRae &

Boar바nan，

환경 "(authentic

매주 중요하나 (Littlewood，

p. 7).
situation for

p. 179) 우리의 영어교실은

영어사용을 일으키는 사건， 상황이라는 문맥 (contexts) 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의사소통방법이 효율성을 잃고 있다. 그러
나 영문학 작품은 작품 내에 그 자체의 문맥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독자가
등장 인물과， 사건과， 주제와， 배경과 또는 다른 문학적 요소와 감정이입을
통해 문맥이 구성하고 있는 ‘의미의 흐름’ (the

flow of

meanings) 에 빠지게

되면 영어습득이 자연스런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

어 인위적인 교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Littlewood，

p. 179) , 또한 인물， 사

건， 주제， 내용， 배경 등등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토론과 감상/반응

담론， 자아성장， 영어습득: 영문학의 인본주의적 활용을 통한 중등영어교육

113

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고 쓰는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불러
일으키며

또한 그런 태도가 궁극적으로 쓰고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

다.

4.

교육적 관점

영어교육자가 언어에

대한 통제력을 절대적으로

행사하는 획일적

교육이

나， 텍스트에 대한 수동성을 강요하는 교재， 그리고 학습자의 창의적이고 주
관적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교과과정은 언어에 대한 심리적

열등감을 불

러일으킬 뿐 새롭게 습득한 언어를 사용해서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자신
감을 심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과 어떤 특정한 관계도 맺지 않는 텍스
트(조각들)를

읽음으로서” “언어습득의

사회적

영역을

잃게

되는

것이다”

(Rinvolucri , p. 195). 따라서， 언어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내재된 “욕
망”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언어행위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

며， 이렇게 위축된 상태에서는 모방과 암기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리

고 지극히 개별적/개인주의적 언어습득행위를 띨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문
학을 통한 영어교육은 문학이 지닌 문학적 특성(소재， 주제， 인물， 배경， 사
건， 심미적 언어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과활동을 통해 독자를 텍스트 안으

로 끌어들여

영어용례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언어적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의미의 구성과 흐름에 대한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반응과 그 반응
의 교환과 타협을 통해 의사소통 ‘감각’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어느 누구

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의미’에 대한 감상과 실제생활과 유리되지

은 소재와 주제를 다양하게 표상 함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은 영문학의

않

인위적 교실환경이 지닌 한계를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또한 영문학

을 통한 교과활동은 학생개인의 경험과 욕구에 초점을 둠으로써 (“ the

leaming comes out of experience" Rinvolucri , p.

best

20이， 교실을 학생들을 위

한 우호적 공간으로 만들며， 문학작품을 통해 그들 자신의 성찰과 정신적/정
서 적/사회 적 성 장의

기 회 도 제 공하고 있다 (Long;

Carter; Maley; Aebersold

& Field). 이런 성장이 언어습득을 고무시키는데 (empowerÌng literacy)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무엿보다도 영미문학의

(Amold 참고).

영어교육적 잠재성은 바로 영어습득을 고무시키고

상례화 시킬 수 있는 문학적 즐거움에

있다. 문학에는 다양한 삶을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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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성하고 있는 플롯， 주제， 성격， 인물， 배경， 구성， 사상， 정서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 독자들은 감정이입을 통해 곧잘 작품의 흐름에， 작품의 의미
의 흐름 (the

ideas) 에 빠져 텍스트에 대한 저항이 약화된 채 작품을

flow of

지속적으로 읽게 되는 (the

flow of reading)

상태에 이르게 된다 13)

읽기를

“독자와 작가가 텍스트라는 매체를 통해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
했을 때 (McKay ，

p. 192) ,

그리고 읽기 능력은 읽기 과정에 관련된 모든 ”언

어적/인식적 "Oinguistic/conceptual) 전 과정에
고 할 때， 또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로 파악될 수 있다

대한 저항감이 줄고 텍스트와 독자간의

친근감이

극대화 될 때， 즉 독자의 “자아”와 텍스트 “자아”가 동일시되고 서로 교류하

게 될 때， 읽기는 습관으로 자리잡고 따라서 읽기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한다면， 읽기에

있어서 가장 깊은 “자극과 동기 "(stimulus & motivation) 를

부여할 수 있는 텍스트는 영미문학 작품인 것이다. 학생개인의 경험과 욕구
를 “ acting out" 시키고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교

환하는

교실은

교과활동에

(supportive

초점을

둠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우호적

공간

classroom) 이 될 수 있으며， 방법론적으로도 학생중심의 수업을

이끌어 낼 수 있어 보다 능동적인 영어습득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해 그들 자신의 성찰과 정신적/정서적
있는

성장의

기회도 제공할 수

것이다

(M. Long , "A Feeling for Language"; Ronald Carter,
"Linguistic Models , Language , and Literariness"; Alan Maley , "Ten
generative procedures for developing language activities"[1990] &
"Introduction"[1988]; and Aebersold & Field , "Using Literature"

참조).

5.

창의성의 관점

13)

문학텍스트의 장르， 플롯， 성격， 주제， 인물， 배경， 전개， 상정， 언어 및 배경을 숙

지시키고 또 각각의 요소들이 의미에 어떻게 관계하게 되는가를 먼저 가르치고
문학작품을 읽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문학작품을 읽어 가면서

이러한 요

소들을 발견하고 통합해 가는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영어습득에 있어서 더 바람
직한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문학용어의 기본개념을 정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것에만 주목하게 되어 자칫 읽기 과정 자체를 혼란스럽

게 만든다는 주장이 Aebersold 와 Field에
점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각각의 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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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 상호관계 "(meaningful interaction) 에

신경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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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은 L2상황에서 “유의

연루되 면서

자연스럽 게

“ form" 에

않아도 영어를 익히게 되는 과정을 말하며 (이렇게 습득된 영어

가 능숙한 의사소통에

쉽게 쓰일 수 있다)

“배움”은 형식과 잘못된 언어용

례에 대해 의식적으로 연구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을 지칭한다 (Krashen ,

1982).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영어교육”에서는 형식보
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형식을 실용적으로 (functionally) “사용”하고 의미를

생산하는 언어사용의 “창의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상적 언어사용의
서부터

(Littlewood , 1981). 일

예를 “Comus ”를 통해 분석한 Carter도 아이들조차도 어려

구문과 의미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며

따라서

일상 언어에는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문맥， 목적， 상향에 따라 언어를 창조적 사용하는 예
들이 널리 퍼져있음을 발견하고 “언어를 사회적 관계를 새로 만들고 강화시
킬 수 있는 상호적 사용 (interactional use) 에 보다는 언어를 정보거래로 사

용 (the

근의

transactional uses of language)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을 최

영어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Cater，

1997, p. 16이. 심지어는

관용어(idioms) ， 음소， 발음， 의미， 문장구조， 문법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언어 사용자간에 창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행위는 펼연적
으로 “해석， 추론， 행간 읽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p.

168)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있다:

It can therefore argued that to use in the language class only
those types of dialogue that are transparent and transactional and
devoid

of

richness ,

cultural

reference

and

creativity

is

to

misrepresent what speakers actually do and simultaneously to lose
an opportunity for interesting language awareness work of the kind
which may be an ideal precursor to enhanced literary awareness. (p.
166)
따라서

일상적

언어사용은 상당히 비

일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흔히

일상적 사용의 문맥으로부터 벗어난 “문학적” 언어라는 것과도 유사한 창의

성과 해석의 문제를 포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창의적 언어사용

능력과 일상어에 포함된 굴절되고 암시된 “애매 모호한” 또는 중의적/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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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풍부한 자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pp. 158-170).

위해

영문학 작품이

이 때 “창의성”을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
을 찾아내는 총체적인

인지적/정서적

행위로 본다면

통한 창의적 활동과 창의성 개발은 단지

(Torrance)

영문학을

언어적인 영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함양시킨다는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
도 하게 되는 것이다.

6.

인지/섬리적 관점

1) 장리: “학생들은 배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Csilkszentmihalyi) , 영어습득에 있어서 내적
인 동기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활동을 중심으로 한 영문학을
통한 영어습득이 지닌 가치는 더욱 명료해 진다. 외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

어지는 영어습득이 가져온 비효율성(저항감， 좌절감， 두려움， 스트레스， 분노，
열등감 둥등)과 비인간성(영어에

탈， 경쟁과 재단)이
전반적

내적

박

동기(기대감， 태도，

바람직한 영어습득 습관을 기르고， 그러한 습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문학을 활용한 교수법，

교재， 교과과정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Slater; Lazar).

수동성， 창의성과 자긍심

수차 지적되면서， 학습자들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관을 통해

대한 노예적

이루어져 왔다

(Brumfit;

C따er;

영문학에는 다양한 삶을 다채롭게 구성하고 있는 플롯， 주제，

성격， 인물， 배경， 구성， 사상， 정서가 다양한 문체로 제시되어
은 감정이입을 통해 곧잘 작품의 “의미의 흐름”에

빠져

있어 독자들

작품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작품과 ‘깊은’ 교감을 이루게 된다. ‘정보’의 탐색을 넘어서는 이러
한 ‘깊은’ 교감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언어가 습득 (pick-up) 된다고 많은 영

어교육학자들은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심미적 교감을 통해 이루어지
는 인지적·정서적

변화(자아성찰， 카타르시스， 정서적 고양， 다른 개성의 표

출， 창의적 주관성 등)가 영어습득에 더 이상적인 ‘내적 환경’을 만든다는 사
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Amold; Schumann).

바로 내적 동기를 형성하게 되며

험，

경쟁에서

오는

(Amold, pp. 14-15) ,

두려움을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경험은

이 경험은 외적 동기로 표현되는 성적， 시

상쇄하여

영어습득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이러한 경험은 바로 영어교육을 훈련 (training) 이 아닌

담론， 자아성장， 영어습득: 영문학의 인본주의적 활용을 통한 중등영어교육

한 인간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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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고무시키는 “교육 "(education) 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2)

자긍점

Self-Esteem:

이런

경험을 공유하고 비교하는 것은 공동체적

학급 (cooperative classroom) 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학습자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지닌 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영어습득에

있어 학습장애라고 할 수 있는

기피증， 두려움， 따분함， 저항， 증오， 좌절， 분노가 담긴 행동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자신이 스스로에

둥한

자긍심에

그

이유를

둘

수

있다고

대해 유지하고 있는 열

Andres 는

주장하고

있다.

Coopersmith 에 따르면 자긍심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 the extent to which an individual believes himself to be capable,
significant, successful, and worthy. In short , self esteem is a personal
judgement of worthiness that is expressed in the attitudes that the
individual holds towards himself" (qtd. in Andres , p. 88).
이 자긍심을 형성하는 한 요인이 자신의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 (즉， 자긍

심은 타인의 눈에 비쳐지는 자신에 대한 평가이므로) 학급 동료와 교육자이
므로 재단(j udgement) 과 심리적

억압으로 특징

지워진

획일적인 교실환경

보다는 이상적인 협동적 학습 공동체의 형성이 중요한 것이다:

This point is considered to be highly significant for language
teachers , as success in language leaming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way in which leamers experience the classroom: as a place where
their weakness will be revealed or s a space for growth and
development. (Andres , p. 69).
1 leamed that all classrooms should be places built on care, respect,
and mutual support. In such a place self-esteem is enhanced , social
relationships are improved and the acquisition of the second language
is inevitable. (Andres , p.

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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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아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성 모두가 자긍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식， 안전함， 정체성， 소속감， 목적

이런 자긍심을 계발시키기 위한 교실

환경과 활동이 필요하다. 영문학 작품이
과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3)

얀지: “ story schema" 를 들어

을 밝힌 글들이 발표되 었다

이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교실환경

(Andres , p. 92).
영문학 작품이

영어습득에 매우 효율적임

(McConaughy; Whaley). “ Schema is a theory

about how knowledge is represented and about that representation which
facilitates the use of knowledge in particular way" 라는 정 의 를 보 면 , 스키
마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때

기초가 되는 것으로 새로운 정보가 입력될

때마다 보충，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독해란 독자의 스키마와 텍스트에
있는 단서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미

어려서부터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듣고 읽어 왔으며 또한 살아가면서 신문기
사에서 읽는 사건과 일화， 전기， 잡지의 가십， 뉴스， 연속극， 영화 등등의 매
체와 실제 자신의 기·승·전·결과 인과구조，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요소를 가

지고 있는 실제적 삶의 경험(우정， 갈둥， 사랑， 실패， 성공， 화해， 고난)을 통
해 우리 자신이 이미 정교한 “스토리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Randall ，

1995)

단서체계가 풍부한 영문학 작품(특히

드라마와 소설)을 통해 스토리

구조에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독자의 “ story schema" 와 문제해결에 관한
인지능력을 자극시키면서

것이다

(Cook 의

refreshment"

영어습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Discourse

and

참조). 스토리텔링이

Literature 에 서

유아 영어교육에

매우 효율적일

설명한

“ schema

매우 효율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관점에서 볼 때

영어습득에

있어서

영미문학이 갖는 효

율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은 타당하게 들린다 :14)

14)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별개로 영문학 작품이 영어습득에 있어서 별 효용성이
없다는 편견을 많은 교사들에게서 볼 수 있다. 교사들 자신이 영문학에 대한 부

정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Dorothy

Heathcote가 지적했듯이 문학을 활용한

수업에서 문학을 언어적·문화적·주관적·창의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의미”를

창출하기보다는 Cater의 용어로 단순히 “facts" 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문학외적
“정보”나 “문학에

관한 지식 "(knowledge

about

literature) 의 습득에 그것도 몇

담론， 자아성장， 영어습득: 영문학의 인본주의적 활용을 통한 중등영어교육

We find

literary

texts

quite useful

for impr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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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language skills , helping them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 and
opening opportunities for their personal growth and understanding.
Using a variety of texts will challenge and enrich the teacher as
well as the studnts. As long as the course goals and objectives

match the classroom activities, both teacher and students stand
to gain. ( 펼자 강조. Aebersold & Field , p. 165)
따라서

영미학습자문학을 통해 영어습득을 고무시키려 한다면， 둥장인물과

무의식적/의식적 일치감을 느끼고 그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
는 모든 것들을 실제적인 삶에서

면서

학생들이

그 이상의

단순히

일어나는 것들과 함께 생각하도록 허용하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것만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문학 자료들도

읽기 자료로서

영어습득에 귀중한 텍스트이므로， Aebersold와 Field도 지적

했듯이， 언어적 성장과 문학적·인지적·정서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
고， 문학 텍스트와 비문학 텍스트가 함께

자리하면서

포괄적인--왜냐하면

문학 텍스트의 특성은 그 특성을 통해 영어습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수
법이

있으며

비 문학 텍스트는 영문학 장르의 다양성과 같이 그 자신의 다

양함 안에서 영어습득을 증진시키는 교수방법이 다르며 이렇게 다른 교수법

에 의해 습득되는 영어도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영어습득을 고무시키는
영문학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목표와 교수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

요성은 문학을 통한 의미 중심의 활동이 ‘자아의 성장’ 뿐 아니라 언어적 성

장에도 매우 고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IV.

자아성장과 영어습득: 인본주의적 접근의 가능성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능력은 대학

학과

개인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나，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과 달리

일반적으로 영어에

1991: 4-5) 에 더
(Maley , ELT Document 130;

대한

작품에 한정 된 ("depth 수 breath"; Caπer

많은 관심 이 주어 졌다는

사실을 부정 할 수는 없다

10과

Lazar

1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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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지식(문법， 어휘)과 독해 능력， 문제 해결과 이해·기억에 필요한 인
지적 성숙， 기초 상식， 영어습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환경(외국인， 다양
한 영어 교과)， 그리고 마음의 자세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 한 ‘ 학습자 특성 ’(leamer characteristics) 과 ‘ 학습자 조건’(leamer conditions)
에

대해 고려를 하는 것은， 다양한 ‘연습’ (drills)- -imitation ,

substitution ,

transformation , expansion , restatement, completion , selection , summary ,
translation , etc. --을

통해

점차적으로

훈련받은

영어용례를

‘자동적으

로’ (automatically)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학습’(le따TIing) 중심의 중등 영어교
육과는 다른 관점에서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외국 아
이들이

영어

구조 (form) 에

대해

의식적으로 관심을 두지

생활 속에서 취득된 언어를 통하여

영어능력을 지닌 학생들은
의

않으면서도 점차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듯， 기초적인

ESL!EFL 상황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영어를 읽고 들으면서--‘ comprehensible input’ 15)-- ‘의미

있는 상호작용’

에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참여를 통해 영어습득을 자연스럽게 이루며， 또한
이렇게 습득된 영어만이 자연스럽고 유창한 의사소통에 쉽게 활용된다고 한
다 (Lightbown ，

pp. 26-27).

Nagy 와 Herman은 능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 빠

르고 정확하고 자동적으로 쓸 수
Grabe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있는 상당한 어휘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L1 에서 상당한 어휘력을 증진시키는 가장 간단

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를 하면서 ‘우연하게’ 어휘를 배우는 것이라
고 밝히고 있다 (qtd.

in Day , p. 17).

Coady는

EFL!ESL

상황에서 “ i-1 " 수

준의 다양한 교재와 반복적으로 유의미한 상호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점차적
으로 그러나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어휘를 습득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1 8; qtd. in Day , p. 17). 이 러 한 ‘창의 적 구성

이 론’ (creative

theory) 과 Krashen 의 ‘습득-학습에 관한 가설’은 다른 방법의

construction
영어교수법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어를 습득함에 있어
‘강의’(instruction) 와 ‘자연적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 (natural exposure) 의 차

15) A term introduced by Krashen to refer to language which a language leamer
can understand through the aid of clues such as gestures , situations , or prior
information. (qtd. in Lightbown 12이. Krashen 과 달리 Day 와 Bamford는 ‘자동
성 연습’ (automacity training) 을 위 해서 는 “ comprehensible input" 에 펼요한 자
료는 “ i+ 1" 이 아니라 “ i-1"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i는 현재의 언어능력을 지칭한
다: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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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mist밟es & errors) 에

소개된

‘의사소통중심

접근법’--실수나

대한 관용， 다양한 어휘와 문형에의

다양한 영어사용의 예 제시

다양한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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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지속적인 노출，

정보를 넘어선 ‘의미’ 중심의 교육

(의미의 타협， 조정)， 암기를 넘어선 ‘경험’ 중심의 교육， 전략·기술과 영어지
식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나 ‘실제적’이고 ‘화용적’ 언어사용능력 강조， ‘실생

활’과 유리되지 않은 흥미로운 교재

우호적인 교실 환경

학습자 중심의 수

업， 창의적인 언어사용을 통한 유창함 강조， 고립된 학습이 아닌 상호적 언
어 활동을 통한 영어습득 강조를 특정으로 한다(Krashen)-- 또한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영문으로 된 글을 유창하게

읽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에서

읽기 과정을 의식하지 않고 또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서 읽
는 ‘자동성’의
다

개발이

인지심리학적

영어습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

(Rivers , 1964; Chastain, 1971; Paulston & Bruder, 1976).

초기의 의사소

통방법 이론가들도 이러한 자동성을 성취하기 위해 과다한 학습과 자극， 문
법교육， 기계적

기술훈련 (dril1

practices) ,

그리고 계속적이고 기계적인 읽기

훈련과 연습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형태 중심의 문법학습과 연습
은 그 자체가 인위적이고 의미

없는 구문 (structure) 에

점을 둔 채 의미학습을 무시하고 있기에

대한 반복연습을 중

영어학습자를 자동성을 갖춘 능숙

한 독자로 만들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영어습득에 대한 저항

감과 부정적 태도를 양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은 구
문과 어 휘 가 의 미

있는 문맥 (meaningful) 속에 서 습득될 때 가장 효율적 으

로 재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언어와 의미가 통합된 학습매체와 교과활동이 중
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이
한 추론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때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에서 복잡

다양하지만

문맥상에서

학습자의

홍미를 자

극시켜， 즉 학습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 자신의 사고와 정서가 역동적으
로 반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치， 생활에서

유리되어

있거나 학습자 자신이

학습자의 관심과 가

이해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현학적 내용은 언어학습의 사고/정서 측면에 단절과 저항을 불러 일으켜 사
고와 정서

행위를 통한 언어습득이라는 목표에 장애를 초래하기

Beretta (1989) 의

때문이다.

지적대로 학습자가 관심을 의미에 두면 형태도 자연히 학습

되기 때문이다. Prabhu(1982) 도 의미중심 수업 (meaning-based c1assroom) 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언어기술과 구조가 의미

있는 문맥 속에서 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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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미

있는 상호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공통적으로 결함하고 있는 것은 첫째，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내재화하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자동적

으로’ 사용하는 언어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일련의 ‘습관’ (habits) 을 형성함으

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습관이

없다면 학습되고 습득된 언어가 자연

스럽게 종합되고 자동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Suh 의 지적대로 단어， 문장구조， 번역， 시험에 길들여진 학습자들은
소극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의

영어학습에

집착하여 수동적이고 위축된 상태

에서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영어로 된 글만 보면 일단 짜
증스럽고， 피로를 느끼고， 초조하고， 불안에
도록 심리구조화 되었고
스러운

영어습득에

떨며， 좌절하고， 두려움을 느끼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구조와 습관이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역으로 자연
것이다

(pp ,

24-25) , 영어습득에 있어 올바른 습관을 구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는 사실이 지금껏 간과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의 형성에서

인지적

요인들보다는 정서적/심리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간과의 결정적 원인은 영어가 학습과 훈련
을 통해서 습득틀 수 있다는 구조주의적이고 따라서 객관적인 (objective) 관

점이

영어교육이론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이 아

니라 영어가 말을 하므로 사람의 인지적 (cognitive) 능력만이 중요했고， 따라
서 인지능력을 활용하여 암기， 모방， 독해， 전략， 기술 등 학습자들이 무의미
하게 느끼는 활동을 통해 사람을 영어에 강압적으로 꿰어 맞추는 교육이 강
요되었기

때문이다. 이

무의미한 활동이

좋은 습관으로 형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배우는 사람’의

비

인지적인 면， 즉

정서적<il (affective) 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것이 위의 이론들이 두 번
째로 결함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어하는 정서적 능력을 결함

하고 (emotional

illiteracy) 있다는 Csikszentmihalyi 의 말이 매우 적 절하게

들린다. 법칙과 구조가 강조되는 객관적/구조주의적 관점의 영어교육은 자연
히 학습자들의 느낌과 흥미

호기심

상상력

창의성， 도전， 시행착오， 감정이

입， 비평， 분석 등 주관적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문법， 독해， 암기， 모방， 변
형 중심의 교과활동을 주로 요구하기

때문에 교실환경은 따분하고， 지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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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단적이며， 비우호적이고， 반 상호 활동적이고， 획일화되고， 무의미하고，
졸리고，

거북스럽고， 부자연스럽고， 심지어

위협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제 2 외국어 습득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어에 대한 친
화력(예를 들어， 독서에

푹 빠져옮)과 성취감， 영어를 주관적이고 창의적으

로 사용하는 기쁨(창작 등)
고 있지

우호적인 영어환경에

대한 경험을 전혀 허용하

않은 것이다. 이러한 비우호적이고 재단적이고 억압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실환경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야기 시
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가 영어습득에

있어서 가

장 큰 장애 요인이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 비

경쟁적이고， 비

재단적인 그리고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평가나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두려움 없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배움을 이룰 때， 즉 스스로의

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배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또한 통제력

영어습득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제

력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배움보다는 배움에 대한 저

항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저항은 하품， 나태， 두려움， 무관심， 스트레
스， 분노， 포기， 따분함， 무의미함 등으로 나타나 영어습득 동기유발에 중요

한 ‘기대와 가치’ (expectations

& value) 를

제거해 버리고 만다. 학습자들이

영어습득에 대해 기대하는 것도 없고 또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을 때 영어

습득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는 무모함을 우리

는 도처에서 멸거니 보고 있다. 최상의 교재나 교수법이라는 식물도 부정적
인 정서적

반응만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의

사막지대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심리적 공간이 이미 거기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공간을 영어

입력을 이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ideal

receptive mind) 또 창출할 수 있는 (ideal productive mind) 공간으로
만들지

못하는 한 효율적인 영어습득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습관의

형성은

불가능한 것이다.1 6 )

이 내적/심리적 공간은 경험과 의미의 공간이며

배움의 목적과 자아가 만

나고 일치해야 하는 공간이며， 자아와 언어， 다시 말해， 경험적 자아와 언어
로 구성된 의미가 상호작용하며 한 인간 (a whole person) 을 형성하고 발전

시키는 공간인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배움을 이끌어 내는 내적인 학습동기

16)

이 용어는 Amold와 Littlew∞d에서 차용하여 본 논지에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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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eci ，

1992, p. 6이 이 자아가 왜 영어를 통해 더 성숙해져야 하는가를 알

려고 하는 노력이며 또한 그러한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심리적 기제에 근거
하며， 스스로의 배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스스로 배움을 찾고 구성함으로

서 (heuristic) 영어습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자율성도 이 내적/심리적 공
간을 의미

있게 만틀려는 노력인 것이다. 언어습득행위를 고립된 것으로서

가 아니라 ‘상호적인’( transactionaD 것으로， 그래서 언어행위를 사고와 느낌
을 지닌 정신적/육체적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의미의 협상’ (negotiation of

meaning) 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언어가 의미를 지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서 전하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며 ‘상호적 학
습’(interacti ve learning) 을

이 상적 인

영 어 습득

행위로

보는

것 은 (Amold，

1999, pp. 4-20) 타자를 이해하고 잘 어울리려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목표
문화에 적응하고 그 새로운 문화 안에서 또 다른 자아의 공간을 만들고 확

장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이 내적/섬리적 공간은 영어습득 경험과 관련된 많
은 요소들--교재， 교과활동， 교사， 교육환경， 급우， 교수법， 등 17)-- 과 이루는

관계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관계의 결과까지도 결정 질 수 있는 실

제적 공간이다. 효율적인 가르침은 이 관계가 그 공간이 욕망하고 있는 것
을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다시 말해서 내적/심리적 공간이 이
러한 요소틀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펼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

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Stevick ，

가

가져온

영어에

대한

1999, pp. :44-45). 이러한 관계의 실패

두려움 (anxiety)

또는

실행에

대한

어려움

(performance diffic비ties)을 호소하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이런 문제들에 적
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모두 자존(긍)심 (self-esteem)18)-- 자신의 내

적/심리적

공간의

견고함에

대한

믿음--이

매우

약했다고

한

연구는

(Oxford , 1999, p. 64) 영어습득에 있어서 내적/심리적 공간의 실제성을 증명
17) 성공적인 영어습득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요소들과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와 본질
적으로 (intrinsica11y) 관련되어 있다고 Andres 는 설명하면서 교실환경은 학습자들의
약점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공간--가치， 긍정적 태도，
‘할 수 있다는 정신’ (can-do-spirit) 이 고무되는 공간， 그래서 배움을 자신감과 기쁨
을 지년 채 성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9).

18) By self-esteem we refer to the evaluation which the individual makes and
customarily maintains with regard to himself; . . . In short , self-esteem is a

personal judgement of worthiness that ís expressed ín the attítudes that the
individual holds towards hímself. (Andres 1999: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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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하기， 수업 빠지기， 수업에 늦기， 수업준비 안

기피하기， 표현력 부족， 폼 뒤틀기， 짜증내기， 머리나 옷

가지고 놀기， 말 더듬기， 불안하고 초조한 행동， 잘 따라하지도 못하기， 두
통， 경련， 마비， 대인기피증， 훼방하기， 눈길 피하기， 공상， 적대감， 단조로운
대답 같지 않은 대답

과장된 행동

졸기

지나친 경쟁심

지나친 열등의식，

지나친 자기 비평 둥등은 영어습득과 관련된 요소와 자아의 공간과 바람직
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충돌과

갈등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Oxford , 1999; Hansen , 1999). 이러한 ‘배움 장애현상’ Oearning blocks) 을 일
으키는 낮은 자긍심에 반해

높은 자긍심

즉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을 지닌

학습자들은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으며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서
그래서 스스로에

알게되고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 학습자들은 타인에 대해

서도 관대하고 협동적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되고 그 결과 훨씬 효율적
인

의사소통능력을 지니게

불행하게도 우리의

된다고 한다 (Andres ，

영어교육은 높은 자긍심

게 하는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지경에

1999, pp. 90-91).

그러나

자아의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

있다. 다음의

인용구가 극단적인 이

상론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 the second language class is a natural setting for being able to
communicate in highly appealing ways . . . . while conversing in the
target language students can share their hopes and dreams and their
ambitions; their experiences , memories , desires; their interests ,
values , and insights; their feelings , strengths and much more.
(Moskowitz , 1999, p. 178)
Cooperative learning is more than just small group activity . . . .
Cooperative learning has been shown to encourage and support most
of the affective factors which correlate positively with language
learning: i.e. reducing (negative or debelitating) anxiety , increasing
motivation ,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positive attitudes toward
learning and language leaming , promoting self-esteem, as well as
supporting different leaming styles and encouraging perseerance in
the

difficult

and

confusing

process

of learning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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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Crandall , 1999, pp. 226-27)19)
사실은 이런 교실환경이

되어야 ‘훈련’이

가능한 것이다. 자긍심을 발전시키고

보게되어

자신에

아닌 ‘교육’으로서의

자신의 장접 뿐 아니라 타인의 장점도

대한 통찰력도 얻게되고 급우들과 ‘유의미한’ 상호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삶의

영어교육이

세세한 부분에

영어습득을 포함한

대해 긍정적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배움에 매우 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 좋은 태도를 지닌 사람

은 좀더 성공적으로 그 자아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으려하기 때문에
영어습득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교사와

교재와

급우와

그리고 궁극적으

로 목표언어인 영어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Moskowitz. 1999).

언어습득과 관련을 맺은 다른 학습자들과 교실

도 마음이 끌리는 매우 각별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Moskowitz ，

189).

영어교육의 성패는 영어교재

교사

1999, p.

교수법， 교실환경， 교과활동이라는

요인과는 다른 요인

즉 내적/심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통제하는 정서적 요인

에 달려있는 셈이다

(Puchta, p. 246).

닐 것이다. Arnold의

그것은 비단 학습자들만의 공간은 아

다음과 같은 상상은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하게 틀린다:

Everyone is anxious for class to be over to go home. When the
bell rings , there is a rush for the door. Now , change the scene. You
are teaching the best class ever. Everyone is enjoying themselves.
The students are learning a lot, both about the language , which they
are using enthusiastically , and about themselves and each other.
There are many positive feelings toward the experience , and when
is over , you and the students take a pleasant

the class

sensation out of the classroom. Either image can be real; it' s up to
you to choose. (p. 276)

19) 공동체적

협동

학습이

갖는

영어교육적

이점과

장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randall, "Cooperative language leaming and affective factors"
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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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는 될 수 없다. 교육은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
이다. 어떻게 이런 수업이 가능할 것인가? 영미학습자문학을 통한 영어습득
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다.

v.

결론: 인본주의적 영어교육과 평가의 필요생

성공적인 영어교육은 교수법이나 교재를 넘어서는 요인에 많이 의존한다고
한다 (Puchta

246).

인본주의 (humanism) 는 이와 관련해서 학습자의 학습능력

을 삶의 경험과 믿음에 달려있는 동기 요인을 중심적 테제로 고려하면서 영
어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Hansen ，

p. 212):

The shift entails a clear movement away from the models of
teaching as transmission of knowledge towards an experiential, more
leamer-centered approach. In this approach teaching aims at the
transformation

of knowledge , integrating

new

knowledge

with

existing personal constructs and meanings. An important affective
goal of the new models is to promote the learner ’ s holistic personal
growth. (Kohonen , p. 280)
이 변화는 ‘인지’ (cognition) 와 ‘정의’ (affection; “ e-motion") 그리고 ‘형식’과
‘의 미 ’를 조화시 키 며

학습자의

‘마음’ (mind) 을 그 조화의

중심 에

놓는 것 이

다. 과거와 최근에 이루어진 인문주의적 접근을 통한 영어습득이 가져온 긍

정적 영향을 고려해 볼 때 (Moskowitz ，

pp. 180-88)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영

어교육，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로 서고 믿음과 조화의 공동체가 되는 영어교
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연구가 더더욱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학생들이 활동의 중심에서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의미를 ‘주관적으로’ ‘창의적으로’ ‘유의미하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나누는 주

체로 서게되는 교육을 지칭한다. 영어가 언어를 넘어선 ‘의미’의

영역에서

본질적으로 습득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의미’가 이미 ‘인간’과 그
‘인간’을 채우는 그의 내적/심리적 공간과 그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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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세계’의

존재와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의미’와 ‘담론’의

자아와 세계의

관계의 보고인

영문학을 활용한 활동이

영어습득에

보고，

있어서

가지는 가치와 효용성은 명확해 진다. 문학적 감상을 위한 자료로서 영문학
이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어습득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교육성과 효

율성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학적

심미적’ 경험이 내적/심리

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Leaming
reflecting

is

intemalized and

experience

interpretation , and

at

using

transformed in the process

deeper
the

levels

new

of

meanings

understanding
in

active

of
and

ways.

(Kohonen , pp. 283-84)
죽은 말에 채찍질을 해서 달려 보려는 ‘준-의사소통적 접근법’은 언어를 사
용하는 사람들의 자유롭고 자연스런 입김과 느낌과 정서와 사고가 듬뿐 담

긴， 자아성찰과 확장을 통해 언어적， 정서적， 문화적 성장을 함께 이루게 하
는， 영미학습자문학을 활용한 인문주의적 접근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사람이

영어를 사용하지 영어가 사람을 사용하게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다른 문화와 생각， 가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

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함으로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Kohonen ，

극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이를 위한 영문학 작품을 활용한 새로운 교수법， 교과과정에

p. 282)

궁

때문이다.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며， 교수와 학습이 어떻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획일적
인 방식으로만 구성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암기와 모방， 정보

중심의 현행 평가 방식과는 다른 주관성， 창의성， 사고력， 의미와 이해 과정

(process) , 정의적 반응， 학급 상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을만
한 평가 (authentic assessment) 가 펼요하다. 왜냐하면 학습자의 자아성장을
염두에 둔 평가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능력과 확신을 고양시킴으로서 인본주

의적

영어습득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

본주의적

영어교육과 평가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학교에도， 또

궁극적으로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An important affective goal of the new [evaluation] models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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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the leamer ’ s holistic person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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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an

facilitate the leamer to become a more skilled, independent and
responsible person through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and
of himself. Personal growth is also at the heart of education for
democratic societies , which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modem leaming societies (Kohonen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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